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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

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

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

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

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산업위기지역, 지역정책, 산업정책, 유럽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consid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regions 
facing industrial and employment crises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main industri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Europe, the paradigm and focus of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and from country to country. In particular,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t has again become a major issue of regional policy. Europe’s recen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
eas are characterized by a new model of development, with its focu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nd in the form of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regional policies through policy mix that 
combine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dustri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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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중심과 주변

지역 간 지역격차 완화 문제에 대해 전후 재건기 이

후의 오래된 정책적 관심사였다(Owen, 2012). 특

히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지역의 탈공

업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지역경제 쇠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지금

까지 지역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슈화된 정책적 

과제인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국내에서도 최근 2~3

년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종 언론을 통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을 중심

으로 한 제조업의 위기와 대기업 생산 공장 퇴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문제는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

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통

해 2010년 1월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산업위

기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추출된 11,087개의 신문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

과는 이러한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국내에서 산업위기지역 문제가 본격적으

로 사회 이슈화된 시기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따

른 산업구조조정과 그에 따라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경남과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위기 문제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8

년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따라 

초래된 군산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락은 산업위기지

역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사회경제적 아젠다로 부각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림 2 참조).

군산은 2018년 4월 5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 도입 후 가장 먼저 선정된 지역이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

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 상황에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안정, 근로자 고

용 안정, 상권 활성화, 금융·세제 등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에 이어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

남 5개 지역도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

남 목포는 ‘고용위기지역’으로도 동시에 지정을 받

아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의 정책적 대응은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이 ‘고용

개발촉진지역’ 지정된 이래로, 관련 정책 추진 기

간이 아직 10년 정도에 불과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앞으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 위기가 추가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 마련이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

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을 고

찰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유럽 선진제국에서 산업위기지

역 지원정책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정책의 주요 초점과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3장에서는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의 목

표가 지역 특성과 정책적 초점에 따라 다양한 양상

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유럽 선진국

가들이 어떠한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지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5장 결론을 통해 유럽의 경험이 현재 한국의 

산업위기지역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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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변천과정

유럽 선진국가들에서 산업지역의 쇠퇴 문제는 

오랫동안 지역정책의 중요한 의제였다(Davies, 

2017).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은 경기변동 

및 개발 이론의 발전과 함께 주기적으로 지역정책

의 주요한 특징이 되어 왔으며, 2008년 세계경제위

기의 영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표 1).

그림 1. ‘산업위기지역(또는 고용위기지역)’ 키워드 트렌드 분석

자료: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 ‘산업위기지역’ 키워드 관계도(좌) 및 연관어(우) 분석 결과

자료: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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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유럽의 지역정책은 중심-주변 지

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명시적으로는 낙후지역

을 정책 목표로 하였으나, 산업구조조정 문제에 직

면한 선진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이 지

배적인 지원 내용을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 석유

파동 및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지역정책에 대한 관

심이 줄어들어 대상지역이 축소되기도 하지만, 산

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은 유럽 지역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석탄, 철강, 섬유, 기계 산업에 기반을 둔 산업지

역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숙련 노동력 부

족, 기업가정신의 취약, 노후화된 산업 시설 및 인

프라, 환경오염과 거대생산설비 방치로 인한 어메

니티 저하 등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1980년대

까지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

식(top down)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급 정책을 통

해 침체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각종 문제 해결을 도

모하였다. 

독일의 루르 지역, 프랑스의 북동부 지역, 영국의 

북동부 잉글랜드와 사우스 웨일즈 지역과 같은 중

공업산업 기반 지역들은 산업 전환, 재교육, 신규 

투자 유치, 환경 재생 및 도시 재생 등에 상당한 지

원을 받았다(Birch et al., 2010). 이탈리아는 산업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쇠

퇴 정도가 심각한 지역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에 대해 유럽 국가

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프랑스와 독일에

서는 기존의 지역 자산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관

련 기술의 다양화와 기존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촉

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은 지역에 새로

운 기술과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내부 투자 매력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정책에서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EU의 확

대와 일부 지역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 지역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정책수단 측면에서 기업에 대

한 보조금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EU의 국가원조

체제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이는 더 발전된 회원국

들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의 가능성을 점점 더 

감소시켰다.

더욱이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이 등장하여, 지역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의 경쟁우위 창출 및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로 전환되었다. 지역 내 내부 요인과 

여건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지역의 투자와 성장을 

창출하는 열쇠로 보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지역정책은 지식경제, 학

습 지역, 신지역주의와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도 내생적 요인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up) 개발 가능성의 관점에

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내

생적 지역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FER (Förrde-

rungsaktion für Eigenständige Regionalental-

wicklung)를 설립하여, 초기에는 농촌 및 그 주변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산업위기지역

으로 확대하였다. FER는 지역에서 틈새 상품 및 산

업을 개발하고 지역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며 지

역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역 내 전략 및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불황과 그에 

따른 부분적인 회복은 기존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강화시키고 확대시켰다. 수요조건의 급격한 변화와 

부족한 공적 자금에 대한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

난 몇 년간 감소하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

책이 재개되거나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중공업에 과도하

게 의존한 역사적 유산과 탈산업화 과정을 경험하

면서, 역동적인 도시와 지역의 자본, 기술 및 노동 

자산이 부족하여, 특히 외부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산업위기지역에 있어서 심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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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압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근

본적인 의문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

제 발전과 사회적 응집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시장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

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을 재

추진하는 추세이다. 덴마크에서는 재생기금(Re-

newal Fund)을 통해 경제 구조 조정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대 우선 대상 지역 중 하나

로 경제위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구조 변

화를 지원한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2월 산업구조

조정의 영향을 받는 고용구역(employment zone)

을 대상으로 ‘국가영토재생기금(National Territo-

rial Renewal Fund)’이 출범하였다. 체코에서는 

2010년에 경제적으로 약하고 구조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되어,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개발, 실업률 감소, 관광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예전

에 추진했다가 중단했던 기업촉진지구정책을 2011

년부터 다시 도입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산업위

기지역 지원 계획이 2015년에 다시 활성화되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에 대한 최근의 담론에서

는 ‘회복력(resilience)’이 부상하고 있다(Giacom-

etti et al., 2018; 이상호, 2018). 회복력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의 외부 충격에 대한 취

약성을 줄여 적응 능력 및 경기 침체에 저항하고 지

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요인의 식별

과 관련된 이슈를 도출한다(Eraydin, 2016).

3.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의  

목표 및 내용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각종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믹

스(policy mix)를 통해 전략적으로 여러 개의 프

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Martin & 

Laura, 2017).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은 정책목표

에 따라, 산업 재구조화 촉진 사업, 기업 지원 사업, 

산업집적지 재활성화 사업, 노동시장 지원 사업, 투

자 유치 사업,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사업,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표 2).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산업 재구조화 촉진 사업은 전략 산업 및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

며, 한계 기업의 규모 축소, 재배치, 퇴출 등에 대해

서 지원한다. 이와는 달리, 기업 지원은 개별기업

의 존립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업 

표 1.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변화

시대 구분 정책 패러다임 정책 초점 주요 정책 내용

전후 재건기 전후 재건기에 지역문제 관심 고조 중심-주변 지역 간 불평등 완화 기업 보조금 지원,

물적 인프라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물적 인프라 투자1970~1980년대
석유파동,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지역정책 

관심 축소

정주기반 관리, 실업률 감축, 투자

유치, 지역정책 대상지역 축소

1990~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의 경쟁우위 창

출 및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로 전환
지역경쟁우위 강화 기업환경 조성 전략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위기 이후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종합적 지역정책

자료: Martin & Laura(2017)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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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와 기업 지원은 상이한 정책 목표를 가지

고 있다. 산업 재구조화 촉진 사업은 지역 산업에서 

일부 기업의 퇴출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기업 지원 

사업은 개별기업의 지속가능한 존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Beer, 2015). 즉, 기업 지원

은 지역 산업에서의 기업 성과를 강화하고자, 새로

운 유형의 기술 개발이나 첨단 제조 활동을 통해 기

업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

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들은 성숙기 단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파편화(fragmentation) 또는 기

존 기술경로의 고착화(lock-in) 문제에 종종 직면

한다(Hassink et al., 2019). 이에 산업집적지 재활

성화는 지역혁신체제를 강화시키고, 기업들이 새로

운 기술 경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산업위기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기술과 노동 이

동성이 중요하다(Martin & Sunley, 2017; 전지혜·

이철우, 2017). 기업의 폐쇄나 규모 축소로 인해 실

직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 재교육, 취업지원 프로그

램, 소기업 창업 등을 제공한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의 실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숙련된 고급 노동력

을 가진 이들로, 노동시장 지원의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일련의 장기적인 지

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투자 유치 전략으로는 지역에 신생기업이 진입하

거나 기존 기업체의 확장 또는 근대화를 지원하는 

등의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재정 및 규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다. 지역의 각종 문제를 예측하고 대

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대응

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 및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

하고 지역 주체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들은 높은 수준의 실업 및 사

회적 이탈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지역의 기업 발전 

및 혁신에 대한 잠재력을 제한한다. 이에 사회적 포

용을 정책 목표로 하여 추진되는 취약 계층과 집단

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4.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사례

유럽 각국에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

별, 지역별 특성과 정책 철학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

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산업위

표 2. 산업위기지역의 정책목표별 사업내용

정책목표 사업내용

산업 재구조화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및 신산업육성

•한계 기업 퇴출 지원

기업 지원  •개별 기업 존립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산업집적화  •산업집적지 조성 또는 역량 강화 지원 

노동 시장 지원
•소기업 창업 지원 •노동자 재교육

•고용 촉진 지원

투자 유치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재정 및 규제 인센티브 •신생기업 지원 

거버넌스 & 역량 강화
•지역의 제도적 환경 개선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업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포용 •취약계층 및 집단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 

자료: Martin & Laura(2017)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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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역 지원정책은 크게 ①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정책과, ② 일반적 지역정책 

수단을 산업위기지역에 적용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각각 이탈리아와 노

르웨이, 영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표 3).

이탈리아는 ‘복합 산업위기지역(complex in-

dustrial crisis areas)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복합 산업위기지역 지원정

책은 생산 활동 재활성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신

규 개발사업 추진, 신규 투자 유치 지원, 물리적 경

관 재생 및 근대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Invitalia, 

https://www.invitalia.it/cosa-facciamo/rilan 

ciamo-le-aree-di-crisi-industriale). 복합 산

업위기지역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i) 공급사슬의 

연쇄 효과로 인한 하나 이상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

업의 위기, ii) 매우 전문화된 지역 산업 부문의 중대

한 위기, iii)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와 국가적인 

고용 손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지역

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정의에 따라 선정된 피옴비노

(Piombino)지역과 트리에스테(Trieste)지역을 제

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

부가 신청을 할 경우 중앙정부의 평가를 통해 지정

된다. 대상지역별로 사업비가 산업재편계획(in-

dustrial reconversion plan)에 따라 1,600만 유로

에서 5,814만 유로까지 차등되어 지원된다. 관련 정

책은 모든 관련 행위자가 서명한 프로그램 계약에 

근거하여, 정부 산하 투자유치기관인 인비탈리아

(Invitalia)가 지원하고 전담 부처 간·다단계 위원

회의 감독 하에 추진된다. 한편, 이탈리아는 비복합

(non-complex) 산업위기지역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합적이지는 않으나 지역의 

경제 및 고용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와 

관련된다. 비복합 산업위기지역은 지역노동시장시

스템 등의 통계자료 기준과 개방형 공모에 의해 선

정된 프로젝트에 의해 대상지역이 선정된다.

노르웨이의 ‘산업재구조화지역 지원정책’은 지역 

경제개발 정책에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지원 규모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크지 않다. 노

르웨이의 산업재구조화 지역(restructuring area)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 및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두드

러진 지역이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며, 2019년 현재 

표 3. 유럽 각국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사례

국가별 정책 주요 내용

 ①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정책

이탈리아 - 복합 산업위기

지역 지원정책

• 생산 활동 재활성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신규 투자 유치 지원, 물리적 경관 

재생 및 근대화

노르웨이 - 산업 재구조화 

지역 지원정책

•급격한 실업률 증가 및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한 정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억제 및 신규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일반적 지역정책 수단을 산업위기지역에 적용한 정책

영국 - 기업촉진지구 정책
•구조적 낙후지역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목적(Humber, Lancashire, Tees Valley)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독일 - 특정지역(낙후지역) 

지원정책

• GRW기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경제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추진 

•산업 재구조화 촉진, 고용안전망 확보,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 

자료: Martin & Laura(2017) 및 각국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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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그림 3). 산업재구조화 

지역은 특히 숙련 노동력의 실업률 증가와 지역 이

탈 가속화가 나타나므로, 노르웨이의 산업재구조화

지역 지원정책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초점을 둔다. 

노르웨이의 산업재구조화지역 지원정책은 i) 

명확화단계, ii) 전략단계, iii) 시행단계, iv) 결산

단계의 4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Innovation Norway, https://www.

innovasjonnorge.no/no/regional-omstilling/). 

정책대상 지역 지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의회

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i) 명확화 단계에서 자

치의회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

며, 평가는 지난 10년 동안의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에 관한 성장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발

전 예측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적 영항 평가 결과

는 지역지정의 근거가 되며, 명확화 단계는 2~3개

월이 걸린다. ii) 전략단계에서 지방정부는 프로젝

트 코디네이터와 운영위원회를 임명하고 외부 프로

젝트 관리자를 고용하여, 6~8개월 동안 구조조정 

계획, 종합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재구조화

지역 지원정책의 핵심인 구조조정 계획은 비전과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전체 지원기

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자금조달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iii) 시행

그림 3. 노르웨이 산업재구조화지역 지원정책의 대상 지역

자료 : Innovation Norway(https://www.innovasjonnorge.no/no/regional-omstilling/regioner/)



이종호·장후은254

단계에서는 지역의 산업 재구조화 관련 기관에 의

해 실행계획이 시행되고,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억제 및 신규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비즈니

스 파크, 관광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다.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Innovation 

Norway)는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각종 자문

과 지침을 제공한다. 관련 사업비는 사례별로 책정

되며, 정부 지원금은 프로그램 당 2~4만 유로로 대

개 6년 간 지속된다. ⅳ) 결산단계는 구조조정 기간

이 끝나기 2년 이상 전에 결산단계가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영국은 2011년에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s) 정책’을 재도입하였다. 1980년대 기업촉진

지구정책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정책의 초점은 경

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후지역의 개

발 및 대규모 제조업 공장의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

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기업촉진지구

정책의 세부 내용은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역특

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세금 감면, 개발절차 간소화, 

광대역통신 지원, 기계장치 자금지원, 기타 보조금 

그림 4. 영국 기업촉진지구 정책의 대상 지역

자료 : HM Governmen (https://enterprisezones.communitie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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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출 등, 지구 내에 입지한 기업들에 대한 광범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종호·

장후은, 2017). 

기업촉진지구는 영국 전역에 산업별로 퍼져 있

으며, 2012년 24개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

과 2017년에 신규로 24개 지구가 추가 지정되었

다(HM Government, https://enterprisezones.

communities.gov.uk/). 기업촉진지구 정책은 

지역별 지역기업협의회(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를 협력파트너로 하여 각 지구별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 대상 지역에 정부 투자

로 2012~2017년에 9,500만 파운드의 자본 수당

(Capital allowances), 5,900만 파운드의 지역 인프

라 펀드(Local Infrastructure Fund), 2014~2015

년에 1억 파운드의 캐피털 그랜트 펀드(Capital 

Grant Fund)가 지원되었다. 영국 정부는 기업촉진

지구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재정지출 대비 신규 투

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기업촉진지구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와는 별도로 도심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첨

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기업촉진

지구(University Enterprise Zone) 정책을 2013년

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농식품 분야

에 특화된 농식품기업촉진지구(Food Enterprise 

Zone)도 지정하고 있다(Ward, 2016; 이종호·장후

은, 2017).

독일은 ‘특정지역(낙후지역) 지원정책’으로서 산

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독

일 연방정부의 ‘기후 보호 계획 2050’에 의해 그

동안 석탄산업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산업위기지

역에 대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정

책 대상지역은 작센 및 브란덴부르크주의 라우시

츠(Lausitz) 지역, 노스 라인 웨스트팔리아의 라인

(Rhine) 지역, 작센 및 작센-안할트의 중심 지역, 

로어 작센의 헬름스테드(Helmstedt) 지역의 4개 산

업위기지역이다. 이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 공동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구조개선(GRW, Gemeins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localen Wirtschaftswirk-

tur)’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라우시츠(Lausitz) 지역의 경우, 현재 석탄산업 

부문에 약 3만 개의 지역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연

관되어 있어, 기후 보호 계획 2050에 따라 이들의 

현저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특정지역 지원

정책을 통해 노천갈탄 채굴과 석탄 화력발전으로 

부터 지역경제 구조 변화를 촉진하고자, 산업 재구

조화 촉진, 고용안전망 확보, 일자리 창출, 인구감

소 억제 등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30만 유로가 주로 비즈니스 투자, 산

업단지, 관광 인프라, 혁신센터 등에 지원된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Berube & Murray(2018)은 포디즘의 중흥기를 

지나 산업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중서부 및 북

동부 지방의 구산업도시들(older industrial cities)

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위기

지역의 발전 경로가 지역산업구조의 재편에 대한 

실패에 따라 반드시 산업쇠퇴의 길로 귀결되는 것

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제한적 사례이긴 하지만, 

한때 산업쇠퇴지역 가운데 일부는 구산업도시가 보

유한 사회경제적 자산, 즉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숙련 노동력의 보유, 고도 성장기에 구축

한 도시화 경제 인프라, 지역대학의 연구개발 인프

라와 성과 등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지식기반경제로

의 산업구조재편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Vey(2007)는 산업위기지역

의 성공적인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유럽의 산업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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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원정책은 정부주도형의 하향식 정책 모델에서 

탈피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는 신내생적 발전 모

델로의 전환 추세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산업위기

지역에 필요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체계적 정책지원

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는 잠재적 자산과 혁신 역량

을 결집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른바 신내생적 발전 모델

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중

앙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지원

사업을 정책의 토대로 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

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투트랙 접근법(two-track 

approach)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 대응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산업위

기지역 지원정책은 공장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를 상쇄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산업의 육성 등의 장기적 전략을 병행하여 추

진하고,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면서도 보다 넓은 지

역을 포괄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

역의 각종 사회적·경제적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

스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위기

지역 정책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보편적 정책과 지역 특수적 정책을 병

행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르는 

산-학-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산업위기지역의 지

역경제를 다각화할 것인지 전문화할 것인지, 그 

양자 사이에서 정책적 지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

추는 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Kemeny & 

Storper, 2015). 지역산업구조의 다각화 전략은 지

역경제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에 기반하여 산업 재구조화를 

추진한 지역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McCann & 

Ortega-Argilés, 2013; 정준호, 2016). 

스마트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산업위기지역 정책

의 핵심은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해 지역산업재편

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력을 확

보하는 것이다(이종호·이철우, 2016). 이를 위해서

는 지역에 잠재력 있는 산업전문화 기반은 있는지,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작동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무

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고려하여 정책 실패와 왜곡

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

하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 등을 활용한 전

략적 집중과 지역의 산업 및 지식네트워크의 다양

화 등의 여건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제대로 갖추어졌

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

울러 설정된 정책을 위한 수단과 예산 반영 등을 원

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분절적·부문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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